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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ARA(CAncer Risk Assessment) 시스템은 과거의 데이터와 유전적 정보를 이용하여 암 발생 위험

도가 높은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의 데이터와 유전적 정보를 가계도

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이를 암 발생 위험도 평가 시스템 개발에 활용한 CARA 시스템의 구현을 시스

템의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임.

1. 서론

가계도를 이용한 사례기반 추론 시스템 개발을 위

해서는 유전정보가 첨가된 여러 환자의 가계도를 저

장하고 이렇게 모아진 방대한 자료로부터 암에 대한

유전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Data Mining이라 하며 이러한 시스템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관한 유전정보를 수집

하고 이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각각의 질병과 유전정

보 사이의 상관관계를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CARA(CAncer Risk Assessment) 시스템은 사례

기반 추론을 이용한다. 사례기반 추론(Case Based

Reasoning)은 많은 의료정보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다[1, 2, 3]. 사례기반 추론은 대량의 사례 데이터

로부터 여러 가지 규칙이나 지식을 찾아 활용하는데

적합한 추론 방식이다. 또한 사례기반 추론은 다른

추론방식에 비하여 시스템의 구현이 용이하다. 하지

만 사례가 많아지면 검색이 쉽지 않다.

CARA에서 사례는 가계도이며 이의 저장과 검색

은 CARA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 장 에서

는 CARA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3장

에서 CARA의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세부 구성 요

소들을 설명한다.

2. CARA 시스템 구조

CARA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으며 [4]에 자

세히 기술되어 있다. CARA는 사례기반 추론을 이용

하고 사례는 가계도 이다. 따라서 CARA는 수 많은

가계도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가계도는 Case-Base에 저장된다.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서 Index Table이 사용되며 Case-base

Organizer가 입력된 가계도를 보고 Index Tabe을 재

구성한다. Case Retrieval Engine은 저장된 가계도들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가계도를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Assessment Engine이 최종적으로 암

발생 위험도를 판단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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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ARA 시스템 구조

다음 장 에서는 CARA의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각각의 시스템 구성 요소를 설명한다.

3. CARA 인터페이스

[그림 3] CARA 시스템 초기화면

[그림2]는 CARA 시스템의 메인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CARA 시스템은 기본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

드관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관리, 그리고

개인정보자료를 활용하여 가계도를 검색할 수 있는

가계도 검색시스템과 개인의 암 위험도를 검색할 수

있는 위험도 검색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

3.1. 코드관리 인터페이스

코드관리 인터페이스는 암 진단에 필요한 암의 기

본정보, 질병과 약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 수정,

삭제를 위한 인터페이스이다.

[그림 4] 암 코드관리

[그림 3]은 암 종류를 관리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4]는 질병에 대한 코드를, [그림 5]는 약

종류에 대한 코드관리를 보여주는 인터페이스 화면

이다.

[그림 5] 질병 코드관리

각각의 코드관리 모듈에서는 각각의 정보를 수정

삽입 삭제가 가능하다.

[그림 6] 약 코드관리

3.2. 개인정보관리 인터페이스

개인정보 관리 인터페이스에서는 검색기능을 제공

하는 왼쪽부분과, 검색된 리스트에서 각 개인정보를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오른쪽 두 부분으로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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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가 있다.

왼쪽, 검색기능부에서는 코드(개인인증번호)와 이

름을 옵션으로 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

고 있으며 오른쪽 편집부에서는 개인기본정보와 개

인 사망정보, 부모의 코드, 개인 생활상태(음주, 흡연

등)에 대한 기록, 암 진단 기록, 질병 진단 기록, 약

복용 기록 등 상세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6]은 개인정보관리 인터페이스 화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7] 개인정보관리 

3.3. 가계도 검색

가계도 검색에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조상과 형

제의 암 발생 정보를 조합하여 패턴매칭을 위한

XML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다이어그램으로 보여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8]가계도검색(XML) 

[그림 7]은 가계도 검색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왼쪽은 [그림 9]와 같이 검색기능부와 가계도 데이터

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림 8]은 개

인 가계도 XML데이터를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는

기능으로 [그림 7]의 [그래프보기] 버턴을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다.

[그림 9] 가계도 다이어그램

3.4. 위험도 검색

[그림 9]는 개인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해 볼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이다.

화면의 검색부부에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조상의

몇 단계까지의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

한 정보를 길이를 통해 선택할 수 있다. 검색방법으

로는 구조부분(가계도 그래프의 구조가 일치)과 의부

부분(그래프의 구조는 다르더라도 조상의 암 발생

정보가 의미적으로 일치), 그리고 완전매칭(구조와

의미가 모두 일치) 세 가지의 검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0] 위험도 검색 화면

가계도에 의한 진단결과로는 크게 6가지의 기능을

제공한다. ①증조부모의 암 발생 정보 기능에서는 비

슷한 가계도를 가진 그래프를 참조하여 조상에 대한

암 정보가 개인에 미치는 암 발생 확률을 보여준다.

②부모의 암 발생 정보는 비슷한 가계도를 가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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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를 참조하여 개인에 미치는 암 발생 확률을 보

여준다. ③부모형제의 암 발생 정보는 보모의 형제들

의 정보를 참조하여 개인에 미치는 암 발생 확률을

보여준다. ④형제의 암 발생정보는 비슷한 가계도를

가진 그래프를 참조하여 개인에게 미치는 암 발생

확률을 보여준다. ⑤본인의 가계도와 구조적으로 일

치한 가계도를 찾아서 암이 발생했던 확률을 보여준

다. ⑥의미에 의한 진단은 의미적으로 구조도가 일치

했던 가계도를 참조하여 암 발생 확률을 보여준다.

생활패턴에 의한 정보 진단에서는 위의 가계도에

의한 진단 결과를 참조하여 개인의 생활 패턴이 암

이 발생할 확률이 어느 정보인지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암(5개)에 대한 진단결과 그래프에서는

가계도 매칭에서 검색되어진 그래프를 참조하여 가

장 많은 암이 발생했던 5가지의 암을 추출한 후 본

인에게 이 암이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을 막대그래프

를 통해서 제공하고자 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암 발생 위험도

진단 시스템인 CARA 시스템의 구현에 대하여 설명

하였다. 시스템은 PC 상에서 작동이 가능하며 인터

넷을 이용한 서비스도 가능하다. 최종 시스템 에서는

더욱 다양한 기능과 사용 편의성이 증가된 인터페이

스를 갖추게 될 것이며 CARA 시스템이 완성되면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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